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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국내 출토 손상된 장신구 유물들의 안전한 보존처리를 위해서 비파괴 분석과 파괴 분석을 통해 재질 확인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손상 원인과 보존처리 방안을 검토하여 보존처리에 임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2008년 6월 금산사 미륵전(彌勒殿) 좌협시보살(左脇侍菩薩)의 보수공사 중 발견된 손상 유

물 11점을 재질 분석(자외선 조사, SEM-EDS 분석, FT-IR microscope 분석)한 결과 물리적·화학적 특성이 호

박과 일치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출토된 대부분의 호박유물의 표면이 균열(龜裂)과 박락(剝落)되었는데 그 원

인으로 C=C결합의 산화로 색이 어두워지는 현상으로 유추된다. 그러므로 손상된 호박유물의 보존처리는 무극

성 용제(Xylene)에 희석한 Paraloid B67 강화제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물리적으로 취약한 호박

유물 표면에 Paraloid B67 강화용액으로 보존처리를 실시하였으며 이에 대한 보존과학적 기초자료를 이 글에서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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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우리나라 출토 장신구 유물의 재질은 금속, 유리, 옥, 

수정, 호박, 마노 등이며 형태와 색상이 다양하지만 오랜 

시간 동안 매장환경에서 열화 및 풍화되어 재질별로 구

분하기 쉽지 않다. 이러한 출토 장신구류 중 호박 유물은 

재질 분류상 유기물에 해당하지만 겉보기가 유리, 마노, 

수정 등과 비슷하여 같은 보존 환경에서 관리된다. 이러

한 문제들로 말미암아 형태 및 재질 안정화에 위협을 줄 

수 있어 특히 주의해야 한다. 그러므로 손상된 장신구 유

물들의 안전한 보존처리를 위해서 비파괴 분석과 파괴 

분석으로 재질 확인이 이루어져야 하고 손상원인을 정확

하게 밝혀내야 하며 재질별로 적절한 보존처리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2008년 6월, 전라북도 김제시 금산면 금산사(金山寺) 

미륵전(彌勒殿) 미륵장륙상(彌勒丈六像)의 좌협시보살

(挾侍像菩薩) 법화림상(法花林像)의 보수공사 중 후령

통이 발견되었다. 금산사 측에서 후령통의 일습(一襲)과 

재질이 불명한 장구신구류의 과학적 분석, 손상된 유물

의 보존처리를 요청하여 2008년 9월 해체를 실시하였다. 

해체하는 과정에서 다량의 금속, 직물, 보석류 등이 확인

되었으며, 이 중 재질 불명 장신구는 분석을 통해 재질을 

확인하고 손상된 원인을 규명하여 구조적으로 불안정한 

유물에 대해 보존처리를 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글은 호박으로 추정되는 유물 11점에 대해 

재질을 분석(비파괴 분석, 파괴 분석)하여 재질이 호박

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고 손상원인을 연구하였다. 

또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 보존처리 방법과 사례를 알

리고자 한다.

유물현황 및 보존처리를 
위한 연구와 방법

1. 유물현황

금산사 미륵전 미륵장륙상의 좌협시보살 법화림상에

서 수습된 후령통의 해체 및 보존처리 과정에서 황초폭

자(黃綃幅子), 후령통 내부의 복장물을 감싸 안은 가장 

바깥쪽 직물인 회청색화조문단(灰靑色花鳥紋緞), 회청

색화문단 안쪽에 말려져 있던 암녹색의 길이가 긴 직물

인 암녹색화문단(暗綠色花紋緞)과 황색화문금선단(黃

a.   수습 전 후령통 b.   후령통 물목 해체 c.   청색화조문단, 회청색화문단,  
황색화문금선단

d.  황색화문금선단 안 황색화문단

a b c d

e.   펼친 황색화문단 f.   발견된 장신구류 g.   오보병 h.  황색 직물 속 물목

e f g h

【 사진 1 】   11점의 호박 추정유물 발견 과정 (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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色花紋金線緞)이 겹쳐진 채 발견되었으며 암청색화문단

(暗靑色花紋緞) 직물이 일부 맞물려 감싸져 있었다. 그

리고 그 안쪽으로 황색화문단(黃色花紋緞)이 있었으며 

이 안에서 진주, 호박, 마노, 산호, 유리, 형석, 수정, 연옥 

등 다양한 종류의 장신구류와 오보병(五寶甁)이 함께 발

견되었고 오보병 중 황색 직물 안에서 호박으로 추정되

는 유물이 추가로 발견되었다(사진 1, 표 1).

2. 보존처리를 위한 연구

1) 분석 시료 선정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유물 11점이 무기질인지 유기

질인지를 판별하기 위하여 차례로 비파괴 분석과 파괴분

석을 하였다. 재질 분석에 사용된 시료는 발견 당시 파손 

편들이 많은 A1 유물과 A3 유물 파손 편을 사용하였다. 

또한 분석된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천연 식물성 수지

인 목향, 자공, 옻칠의 FT-IR 스펙트럼을 함께 비교하였다.

2) 자외선 조사

11점의 유물 시료에 대한 재질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

외선 조사(365㎚; UV-A)를 실시하였다.

3) SEM-EDS 분석

재질을 확인하기 위해서 2점의 유물(A1, A3 파편) 시

료에 대해 에너지 분산형 X선 분광기(EDS)가 장착된 주

구분 유물명칭 유물사진 유물 위치 및 상태 비고

A1
반구형 호박 

(용도미상)
황색문단 안

구슬과 같은 용도로 쓰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재질이 불분명함

불명(호박추정) 3점 

및 파편

A2 호박, 유리, 수정 황색문단 안
흰색. 붉은색, 파란색의 수정, 호박, 유리 등으로 

추정되며 가운데 구멍이 있음
호박추정 6점

A3 장신구 호박 황색문단 가장자리
황금색 비단(R-1)의 좌측 끝 부분 내에 있던 재질의 

불분명한 용도미상 장식류

호박추정 1점 

및 파편

A4
안입(安立)

유물
오보병(황색 직물 안) 호박으로 추정되는 유물 편 호박추정 1점

【 표 1 】   후령통 내 발견 호박추정 유물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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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자현미경(SEM)으로 성분 및 표면의 미세조직 분석

을 수행하였다. 시료의 성분은 에너지 분산형 X선 분광

기(7324, Oxford)를 이용하여 전압 15~20kV, 전류 70 ㎂, 

Spot size 34~60의 조건으로 분석하였다. 표면의 미세조직

은 주사전자현미경(JSM-5910, Jeol)을 통하여 관찰하였으

며 분석 조건은 저진공 상태(LV mode)로 전압 15 ~20kV, 

전류 70 ㎂, Spot size 34~60이다.

4) 푸리에 변환 적외선 분광 분석(FT-IR)

유물(A1, A3 파편) 시료의 재질에 따라 화합물을 구

성하는 분자의 작용기를 확인하고자 적외선 분광분석

(FT-IR)을 실시하였다. 각각의 시료는 Epoxy 수지로 마

운팅 하였으며 표면을 연마하여 형태가 일정하지 않은 

시료에 대한 표면 분석이 용이하도록 하였다. 분석에 

이용된 IR Spectrometer는 퓨리에 변환 적외선 분광광

도계(Vertex 70, Bruker)이며 표면의 미세한 분석을 위

하여 Micrometer(Hyperion, Bruker)를 IR Spectrometer

에 장착하였다. 시료가 파편화된 상태이므로 감쇄전반

사법(Attenuated Total Reflectance: ATR)을 사용하였

으며, ATR Crystal의 소재는 Ge이다. 분석은 중간 적외

선(Mid Infrared: MIR) 영역대인 4,000~600cm-1의 범위

(Frequency)에서 흡광도(Absorbance)를 측정하였으며 

해상도(Resolution)는 32cm-1, 시료 스캔 횟수는 64회이다. 

또한 식물성 수지인 호박(발틱산 호박, 푸순산 호박)을 

동시에 분석하여 시료의 분석 결과와 비교하였다.

3. 보존처리 방법

재질 분석(자외선 조사와 SEM-EDS 분석, FT-IR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의뢰받은 유물 보존처리 방법 및 처리 약

재 선정 등을 고려하였으며 보존처리 과정은 예비 조사, 

강화처리, 편 접합 및 마무리 순으로 수행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재질 분석

1) 자외선 조사

호박과 같은 유기질 유물 등은 간단하게 자외선 조사를  

통해 유리 및 옥석류 유물들과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유기질 유물들은 장파장에서는 미약한 백색을 

띤 청색으로 보이고, 단파장에서는 황색을 띠는 특징 등

을 나타낸다. 이러한 특징을 고려하여 호박으로 추정되

는 11점에 대하여 UV(Ultraviolet) Lamp로 관찰하였으며 

장^단파 자외선조사 결과 A1, A2, A3, A4 유물 모두 짙

은 황갈색 및 밝은 황색으로 발광하는 것으로 보아 유기

물일 가능성이 크다(표 2). 그리고 A1 유물 내부의 주황

색 부분은 표면 탈락 층과는 다른 재질일 가능성이 있다. 

【 표 2 】   자외선 조사 결과

실체 사진 지외선 사진

a. 

A1 반구형 

유물

b. 

A2 유물 중, 

소형 구슬류

c.

A2 구형 

(球形) 유물

d. 

A3 유물 

장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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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EM-EDS 분석

파편화된 시료의 표면을 주사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하

였으며, 에너지 분산형 X-선 분광기로 성분분석한 결과 탄

소(C)와 산소(O)만 검출되었다(그림 1, 2). 이는 분석 시

료가 전형적인 탄화수소(Hydrocarbon)임을 나타낸다.

주사전자현미경으로 미세한 균열이 많은 표면구조가 

관찰되며, SEM-EDS 분석 결과 탄소(C)와 산소(O)가 대

부분을 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외선 조사 

및 SEM-EDS 분석을 통해서 본 유물 모두 무기질이 아닌 

유기질로 구성된 것을 추측할 수 있다.

3) FT-IR 분석

금산사 출토 시편의 FT-IR 분석 결과 대조군으로 분

석한 호박(Amber)의 FT-IR 스펙트럼과 매우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그림 3-a). 알코올 또는 카

복실산에 의한 -OH 신축 진동 밴드가 3,400cm-1에서 넓

게 나타났으며, 포화 탄화수소에 의한 C-H 신축 진동 밴

드가 2,958cm-1과 2,926cm-1에서 나타났다. CH3와 CH2

의 굽힘 진동 밴드는 각각 1,383cm-1과 1,454cm-1에서 관

찰되었다. 에스터(Ester)나 케톤(Ketone)에 의한 C=O 

신축 진동 밴드는 1,709cm-1에서 강하게 나타났으며, 

C-O 신축 진동 밴드는 1,174cm-1과 1,043cm-1에서 관찰

되었다. 발틱산 호박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Baltic 

Pattern(1,250~1,110cm-1)을 비교했을 때 발틱(Baltic)산 호

박 및 푸순(Fushun)산 호박은 1,173cm-1에서 특징적인 밴

드(Baltic Shoulder)가 나타났으나 금산사 출토 시편에서

는 밴드의 강도(Intensity)가 약하게 나타난 것을 확인하였

다(그림 3-b). 또한 IR 분석 결과 방향족 화합물에 의한 밴

【 그림 1 】   A1 일부 편의 SEM-EDS 분석 결과

a

a. 시료 표면 후방산란전자상 b. 적색 부분에 대한 SEM-EDS 스펙트럼

b

【 그림 2 】   A2 소형 구슬의 SEM-EDS 분석 결과

a

a. 시료 표면 후방산란전자상 b. 적색 부분에 대한 SEM-EDS 스펙트럼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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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분석 시료 내 방향족 그

룹이 없거나 매우 적은 양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외향고리 메틸렌 그룹(Exocyclic Methylene Group)에 

의한 CH 에틸렌(C=CH2)의 신축 진동 밴드가 3,048cm-1, 

C=C 이중결합의 신축 진동 밴드가 1,642cm-1, CH 에틸렌

의 굽힘 진동 밴드가 887cm-1에서 나타났다. 오래된 호

박의 경우 매장 시 열화반응이 진행되므로 시편의 외향

고리 메틸렌 구조(Exo-methylene Structure)가 이성질체

화(Isomerization)되어 1,642cm-1, 887cm-1 밴드의 강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C=C 결합의 산화로 색이 

어두워지며 이로 인해 호박 표면에 풍화층이 생성된다.  

이러한 풍화된 층은 수분에 민감해서 표면에 패인 곳이 

생기거나 표면이 들떠 표면을 갈라지게 된 것으로 알려

져 있다(Yvonne 2002; Michel et al. 2007: 1407~1411). 더

불어 호박에 열이 가해졌을 때 외향고리에 의한 밴드의 

강도는 감소한다(Michel et al. 2007). 따라서 금산사 출

토 시편의 FT-IR 분석 결과 외향고리 메틸렌 그룹의 밴드 

강도가 발틱산 호박과 푸순산 호박에 비해 약한 것은 유

물의 매장 환경 및 당시 호박을 성형하는 과정에서 온습

도 및 산소에 의한 열화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그림 4).

호박(琥珀)은 고대의 수지(樹脂)가 석회화된 것으

로 투명 또는 반투명의 지방광택을 내며, 밀황색^납황

색^적갈색을 나타낸다. 모스 경도는 2.0~2.5, 비중은 

1.05~1.096이나 일반적으로 1.08이다. 보석 중에서는 무른 

편에 속한다. 굴절률은 1.54이며, 녹는점은 287℃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칠보 중의 하나로 귀하게 여겨져 여러 

가지 노리개나 장식품에 사용되어 왔다.

a.   호박시료와의 비교결과  
(1: 금산사 출토 시료, 2: 발틱산 호박, 3: 푸순산 호박)

a

b.  천연 식물성 수지와의 비교  
(1: 금산사 출토 시료, 2: 목향, 3: 자공, 4: 옻칠)

b

【 그림 4 】    금산사 출토 시료 및 식물성 수지의 FT-IR 흡수 

스펙트라

a. 금산사 출토 시편과 원산지별 호박의 FT-IR 흡수 스펙트라

a

b.  외향고리 메틸렌 그룹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1,800~600cm-1 영역의 스펙트라 확대

b

【 그림 3 】    주: 1: A1 유물 파편, 2: A3 유물 파편,  

3: 발틱산 호박, 4: 푸순산 호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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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는 호박을 강주(江珠)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에서는 밀화(蜜花), 금패(錦貝)라고도 한다. 밀화^금패

는 모두 호박의 일종으로, 호박보다 투명한 것은 금패, 

불투명하면서 노란빛을 더 띠는 것을 밀화로 구분한다

(정진영 2008: 45~48; 이종훈 2001: 28).

그러나 이러한 분류 자체가 원석을 채취해서 그대로 

가공하여 사용한 것인지 열처리를 통해 얻어진 것인지는 

본 연구를 통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었다.

  

2. 보존처리

재질 분석 및 손상원인 파악(자외선 조사와 SEM-EDS 

분석, FT-IR 분석)을 통해 얻은 결과, 11점 모두 호박으로 

분석되었으며 C=C 결합의 산화로 색이 어두워지며 이로 

인해 호박 표면에 풍화층이 생성되어 구조적으로 붕괴될 

위험성이 높다. 따라서 재질 특성상 극성(Polarity)을 지

니고 있기 때문에 무극성 용제를 바탕으로 하는 강화제

를 선정하였으며 보존처리 과정은 예비 조사, 강화처리, 

편 접합 및 마무리 순으로 수행하여 손상된 호박유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높였다.

  

1) 처리전 상태 조사

보존처리에 앞서 사진 촬영과 현미경 촬영 조사(실체

현미경 Model: Leica MZ 75)를 하였다. 금산사 불복장물

에서 보이는 호박들은 투명도로 분류하자면, A2 호박 중 

구형(球形) 유물은 투명도가 높은 금패이며 이 외에 호

박 유물들은 밀화에 해당한다. 색상은 밝은 노란색과 짙

은 갈색 두 종류로 구분한다. 그리고 A1 호박유물은 열화 

(劣化, Degradation)되어 파손이 진행되어 있으며 표면 박

락이 심한 상태였다. 유물의 제원은 너비는 13.1~19.8mm, 

두께는 9.4~12.7mm로 계측되었다(사진 2).

A2 호박유물들은 완전한 형태를 이루고 있으나 표면

의 균열이 육안으로 관찰되었다(사진 3-a). A4 유물은 흰

색 오염물이 묻어 있었고 A2 유물 중 가로로 긴 호박 중 

중형 유물 3점에서 일부 미세하게 표면 박락되고 분말

【 사진 2 】   A1 반구형 유물 사진

a b c

【 사진 3 】   A2 중형 호박 표면의 열화(粉末化)

a.   A2 유물 사진 b.   세부 사진 c.  A2 유물 사진 d.  세부 사진

a 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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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粉末化)가 진행되고 있었다(사진 3). A2 유물 중 구형

(球形) 호박의 제원은 너비 19.4mm, 두께 17.8mm이고 

가로로 긴 형태의 호박 세 점은 너비 19.4~21mm, 두께 

10.8~12.4mm로 측정되었다. 소형 호박 2점은 각각 너비 

10.6mm, 두께 6.2mm와 너비 10.9mm, 두께 6.3mm로 

계측되었다.

또한, A3 장신구류는 가로 58mm, 세로 25.2mm, 두께 

14.9mm로 계측되었으며 표면 균열이 있는 다른 유물들

보다 미세한 균열이 많이 보이고 수많은 편으로 박락되

어 심각한 상태임을 알 수 있었다.

2) 이물질 제거(세척)

유물의 표면이나 균열 사이에 먼지 등의 이물질이 묻

은 무극성 용제인 미네랄 스피리트(Mineral Spirit)를 면

봉에 묻혀 표면 오염물을 제거하였다.

<사진 4>는 호박 표면이 세밀하게 조각나서 분말화가 

되어 열화가 진행되는 모습이다. 따라서 유기 용제를 사

용한 습식 세척방법은 위험할 것으로 판단하여 부드러운 

붓 등으로 조심스럽게 표면의 먼지 등을 제거하였다.

3) 강화 처리

과거에는 노화된 호박을 강화하고자 위해 자연에서 

얻은 수지(젤라틴, 한천, 부레풀 등을 페놀이나 포르말린 

용제에 녹인 수지)와 나무에서 추출한 다마르(Dammar)

수지, 벌레 분비물인 셸락(Shellac)과 왁스(Wax) 등을 사

용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표면이 들떠 떨어지

고 색이 변화하여 재처리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천연수지를 사용한 강화제에 대한 

문제점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용제증발형 합성수지를 선

택하고 있다. 영국박물관(British Museum)에서 보존처

리한 사례에서도 이를 고려하여 5%의 Paraloid B67(in 

white spirit) 강화제를 선정하여 소장 호박유물을 재처리

한 사례가 있다(David Thickett et al. 1995: 217~226). 

보존처리 재료의 선택 시 가장 중요한 요건은 가역성

과 재료 안정성이다. 문화재 보존처리의 목적은 처리결

과가 영원하거나 완전한 것이 아닌 최소한의 처리로서 

유물의 원형을 보존하여 후대에 물려주기 위한 것으로 

처리 후에도 물리^화학적 변형이 없어야 한다. 재처리가 

필요하면 보존처리에 사용된 재료가 유물에 손상을 주지 

않는 용제에 쉽게 용해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용제 

증발형(Solvent Evaporation Type) Acryl계 수지가 다른 

강화제보다 재료의 안정적인 면과 가역적 측면에서 우

수하다고 보고되고 있다(Brydson, J. A. 1999: 848~849). 

한편, 알코올류 및 아세톤류 등의 극성(Polarity) 용제를 

사용할 때 극성을 띤 호박 재질 일부가 용해(溶解)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으므로 유기용제 선택 시 용질(溶質)

의 용해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호박유물 강화처리

제로 미네랄 스피리트와 자일렌(Xylene) 등의 무극성

(Nonpolar) 용제에 Paraloid B67를 용해시켜 사용하고 

있다(함철희 2009: 21~29). 

따라서 앞서 살펴본 호박 보존처리 관련 연구들에서  

언급한 Acryl계 수지인 Paraloid B67과 무극성 용제인 【 사진 4 】   A4 호박유물의 표면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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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일렌 용액을 사용하였으며 농도를 5wt.%에서부터 

25wt.%까지 조절하였고 미세한 균열 내부까지 침투시

키고자 진공함침기를 사용하였다. 그 과정은 진공상태

(60mmHg)에서 1시간을 침적시켜 호박 내부에 남아 있

는 공기를 제거하고 공기주입밸브를 빠르게 열어 1시간 

정도를 대기압 상태에서 함침^강화시킨 후 자연 건조하

여 마무리하였다(사진 5).

또한 표면에 불균일하게 코팅된 Paraloid B67 강화제

를 일정한 두께로 맞추고자 자일렌 용액 속에 10여 초 정

도 침적 후 자연 건조하여 마무리하였다.

4) 편 접합 및 마무리

A1 호박과 A3 호박은 표면 박락 및 편 유실의 위험성

이 높아 진공함침하지 않고 Paraloid B67을 접착제로 사

용하기 위해 30wt.%(in Xylene) 정도의 농도로 제조하여 

도포하였다. 제조한 Paraloid B67를 들떠 있는 부분에 스

며들게 하여 구조적으로 안정화하였다. 또한 A1 호박 편

들 중 위치를 알 수 있는 편들은 접합하였다. 그리고 유

물의 안전을 고려하여 결손(缺損)된 부분의 복원은 시행

하지 않았다. 그리고 보존처리 완료 후 무게와 사진촬영

을 진행하였으며 보존처리 시 사용한 약품과 재료를 처

리카드에 자세하게 기록하고 안전하게 포장한 후 보존처

리를 완료하였다(사진 6).

결론

2008년 6월 금산사 미륵전 좌협시보살의 보수공사 중 

발견한 호박 및 마노 등 11점에 대하여 재질 분석 및 보

존처리를 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자외선 조사, SEM-EDS 분석, FT-IR Microscope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11점은 물리적^화학적 특성

이 호박과 일치하였다. 그리고 대부분 호박유물은 표면

이 균열현상과 박락이 되어 있었다. 이는 C=C 결합의 산

화로 색이 어두워지는 현상으로 유추되며 더불어 호박 

표면에 풍화층이 생성되어 점진적으로 균열 및 박락이 

일어난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러므로 손상된 호박유물 

11점 모두 무극성 용제(자일렌)에 희석한 Paraloid B67 

강화제를 선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으며 11점 

모두 물질적으로 취약한 단점을 보완하였다. 그리고 앞

으로 전시하거나 관리할 때 유물의 보존처리 이력을 확

인하는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 사진 5 】   호박유물 강화처리

【 사진 6 】   보존처리 후 상태

a.   A1 유물 b.   A2 유물 c.  A3 유물 d.  A4 유물

a 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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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과거 우리나라에서 출토된 호박들은 연마가공

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 대부분인 데 반해 본 금산사 후령

통 내에서 발견된 반구형 호박유물의 사례에서 볼 수 있

듯이 호박 재질이 발려 있는 것은 처음인 만큼 국내외 호

박의 가공 기법에 대한 연구가 더욱 필요하다.



88 ·  MUNHWAJAE   Korean Journal of Cultural Heritage Studies Vol. 46. No. 4

참 고 문 헌

•이종훈, 2001, 「이종훈의 사랑방이야기」 『전통문화연구회』

•정진영, 2008, 「조선시대 보패류의 사용과 금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함철희 외, 2009, 「낙산사 출토 호박사리호 보존처리에 관한 연구」 『보존과학연구』 제30호

•Brydson, J. A., 1999, Plastics Materials(6th edition), Butterworth, Oxford

•David Thickett et al., 1995, ‘The Conservation of Amber’, Studies in Conservation, Vol.40, No.4

• Shashoua, Y., 2002, ‘Degradation and inhibitive conservation of Baltic amber in museum collections’, http://www.natmus.dk/cons/

reports/2002/amber/amber.pdf

• Michel G. et al., 2007, ‘Application of diamond crystal ATR FTIR spectroscopy to the characterization of ambers’, Spectrochimica Acta 

Part A. 67

MUNHWAJAE  Korean Journal of Cultural Heritage Studies Vol. 46. No. 4, December 2013, pp.78~89
Copyright©2013,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Key Words      Amber, Conservation Treatment, Reinforcing Agent, Analysis of Material, Oxidation

Received : 2013. 09. 23   I   Revised : 2013. 10. 17   I   Accepted : 2013. 11. 03

Conservation Treatment and Material Analysis 
of Amber Relics Found in the Huryeongtong of 
Geumsansa Temple

Ham Chul-heea·Kang So-yeongb

a Cultural Heritage Conservation Science Center,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b Conservation Science Division,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Abstract

For safe conservation treatment of damaged accessory relics that were unearthed, the quality of the 

material should be accurately identified through a nondestructive analysis and failure analysis. This study 

provides the basic conservational scientific data regarding material analyses and conservation treatment 

that were conducted for 11 relics, including amber and agate that were discovered during the repair of 

Geumsansa Temple’s Hall of Maitreya Buddha and Left Attendant Buddhas in June 2008.

An ultraviolet analysis, SEM-EDS analysis and FT-IR microscope analysis revealed that the physical and 

chemical characteristics of the 11 relics are the same as those of amber. It is inferred that the cracks and 

exfoliation of the surface of most amber relics is attributable to darkening of the color due to C=C bond 

oxidation. It is also assumed that cracks and exfoliation occurred from the weathered layer on the amber 

surface. As such, it is appropriate to engage in conservation treatment of the damaged amber relics by using 

ParaloidⓇ B67 reinforcing agent that is diluted in nonpolar solvent. The greatest care is needed for future 

handling of organic artif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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